<보육원 이용 절차>
① 신청설명

（연도 도중부터 이용하는 경우）

구청 가정건강과・미야기종합지소 보건복지과 창구에서 신청에 관한
설명을 합니다.

② 지급인정 신청과

구청 가정건강과 ・ 미야기 종합지소 보건복지과 창구에서 첨부서류

희망시설 신청

확인 후，가정상황을 확인합니다.

(신청은 연도내 유효)

（제 1 지망 보육시설을 관할하는 구청 가정건강과 ・ 미야기종합지소
보건복지과에서 접수합니다）
※ 보육시설 이용 개시일은 매월１일 · 16 일 2 회입니다.

신청 마감일을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.

【신청 마감일】 ※토·일·휴일은 전날까지
・매월 1 일 이용 개시

⇒전월 5 일까지

・매월 16 일 이용 개시 ⇒전월 20 일까지
◇ 재직증명서 등 보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이용개시
희망일부터 ６개월 이내의 증명서(날짜기입) 서류만 접수합니다.
◇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，이용시설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◇ 인정 어린이집・가정 어린이집（보육 엄마）・소규모 보육사업・사업
장내 보육사업（지역 한정)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에 시설을 확인
후 신청해주세요.

③ 인증심사
・지급 인정증 발송

보육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분에게 지급 인정증을 발송합니다. 또한
인정 내용은 보육시설 이용과는 무관합니다.

④ 이용시설 조정

보육시설 정원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이용 조정을 합니다.

・면접 통보

이용 가능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, 보육의 필요성이 높은 분
을 우선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.
면접 대상자가 되신 분에게는 전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
◇ 조정 결과，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, 면접 대상
이 되신 경우에 한해, 이용 개시일 1 주일 전에 전화로 연락을 드리
겠습니다.
◇ 이용 가능성이 없는 분에게는, 대기 통지서를 발송합니다. 이후에는
통지서 발송은 하지 않고,이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연락을 드리겠
습니다. 이용 개시 희망일 이외의 날짜 대기를 증명하는 통지가 필
요한 경우는, 구청 가정건강과 · 미야기 종합출장소 보건복지과 창구
에 대기 통지서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.

⑤ 면접

면접 때는 자녀의 발달 및 건강 상황, 그리고 일상에 관해 상담이
있으니 어린이와 함께 보호자분께서도 참석하십시오.

※ 면접 시점에서는 이용 여부는 미정입니다.
◇ 구청 가정건강과 · 미야기 종합출장소 보건복지과에서 각 기관에 상
담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⑥ 이용 조정 결과 통보

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 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.
◇ 내정 시설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.

･이용시설에서 설명

계약

◇ 인정 어린이집 · 가정 어린이집(보육 마마) · 소규모 보육사업 · 사업
장 내 보육사업 (지역 한정)에 내정 된 분은, 이 통지를 보육시설 등
에 제출 이용계약을 해야합니다 .

⑦ 이용 시작

매월 1 일 또는 16 일에 이용이 시작됩니다.

자리가 없어 이용을 못한 분은, 4 월 1 일 이후 결원으로 충원을 할 때

이용조정으로 연도 도중에 이

용할 수도 있습니다. 그 때 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.
【주의사항】

※ "이용이 예상되는 시설 면접을 안내했을 때와 이용 조정 결과 (내정)를 통보 한 후, 이용을 사퇴 한 경우
에는, 차후 이용 조정 우선 순위에서 배제 될 수 있습니다. （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사퇴는 제외）.

※ "가정 상황이 변경되었다, 희망시설 · 사업소를 변경 · 추가하고 싶다 등 신청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
또는,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는 즉시 구청 가정건강과, 미야기 종합지소 보건복지과에 연락해주세요.

※ 이용 조정 후, 신청 내용과 실제 가정 상황이 다른 것이 판명 될 경우는 내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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